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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이자, 신경질환 부문 구조조정 착수
미국 화이자가 파킨슨병 신약 개발 프로그램들을 중단하고 매사추세츠주
케임브리지와 앤도버 및 코네티컷주 그로턴 공장 직원 300여명을 감원하는
등 신경질환 부문 구조조정에 착수
- 화이자는 신경질환 신약 개발에 천문학적 비용이 소요되나 성공 가능성은
희박하다며, 이번 구조조정이 회사 재무개선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
- 화이자는 그러나 지금까지 신경질환 부문 R&D에 지출했던 비용을 앞으로는
환자들이 다른 부문에서 필요로 하는 새로운 치료제 개발에 투입, 회사의 총
R&D 지출에는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
- 글로벌 제약업계에는 다수의 생명공학 업체들이 신경질환 치료제를 개발하기
위해 분투 중이나 아직까지 이렇다 할 성과는 없는 상황
- 액소반트 사이언시스(Axovant Sciences)는 '17년 9월 신경질환 치료제 개발에
실패했고, 앞서 일라이릴리와 머크 등도 모두 임상 단계에서 신경질환 신약
효능을 확인하는 데 실패
- 화이자의 경우도 지난 '12년 존슨앤드존슨(J&J)과 공동 진행하면서 지대한
관심을 모은 바 있는 ‘바피네주맙(bapinezumab)’의 기억력 감퇴 둔화 효과를
입증하지 못해 약물 개발을 중단
- 화이자는 현재 총 8건의 임상 1상 및 2상 신경질환 프로그램들을 진행 중
- 화이자는 그러나 비록 신경질환 부문을 구조조정하지만 이 부문에서 미충족
수요가 매우 높다는 점을 감안, 회사 밖 유망 신경질환 프로젝트에 투자하는
벤처기금을 조성한다고 발표
- 또한 타네주맙(tanezumab)에 관한 후기단계 개발 프로그램들과 신경근육
분야 희귀질환 프로그램들은 계속 진행하겠다고 언급
- 타네주맙은 화이자가 지난 '13년 일라이릴리와 최대 18억불 규모의 제휴
계약을 체결하면서 다수의 통증 관련 질환들에 대한 치료제로 공동 개발 ·
판매하기로 한 신약 후보물질
- 타네주맙은 현재 무릎 골관절염에 대한 장기적 안전성과 통증 완화 효과를
평가하는 임상 3상 시험이 진행 중

[Healthcare Global, 2018.01.13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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말린크로트, 수캄포 인수 … '아미티자' 확보
영국 말린크로트가 미국 수캄포 파마슈티컬스를 12억불에 인수, 탁월한
효능의 변비 치료제 '아미티자(Amitiza)'를 확보
- 아미티자는 지난 '06년 미국 식품의약국(FDA)으로부터 18세 이상 만성
특발성 변비 환자와 변비를 동반한 과민성 대장증후군 환자 및 마약성
진통제 유발 변비 환자 치료제로 승인을 취득
- FDA는 현재 아미티자를 우선검토 절차 아래 6~17세 소아 · 청소년 기능성
변비 환자를 위한 치료제로의 사용 승인 여부도 검토 중
- 아미티자는 임상시험에서 60%의 환자군이 약물 복용 후 24 시간 이내
자연적인 배변 활동을 하게 돼 폭발적 인기를 얻은 제품으로, '16년 미국을
비롯한 글로벌 시장에서 4억5천600만불의 매출 실적을 기록
- 말린크로트는 또한 이번 인수로 고안압증과 개방각 녹내장 환자를 위한
의약품 ‘레스큘라(Rescula)’ 판매에 대한 모든 권리도 획득
- 이와 함께 수캄포가 C형 니만피크병(Niemann-Pick type C disease : NPC)
치료제 후보 물질로 임상 3상 단계의 개발을 진행 중인 ‘VTS-270’과, 가족성
선종성 용종증(Familial adenomatous polyposis : FAP) 치료 후보 물질로
임상 3상 시험 중인 ‘CPP-1X+설린닥’도 확보
- NPC와 FAP는 높은 이환율 및 사망률과 밀접하게 관계된 파괴적 신경퇴행성
질환들로, 효과적인 치료제 개발이 시급
- VTS-270과 CPP-1X+설린닥은 각각 미국과 유럽에서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된
상태로, 올해 안에 임상 3상 시험들이 완료돼 '19년에는 양 쪽 모두에서
승인을 취득할 수 있을 전망
- 말린크로트 측 고위 관계자는 수캄포 인수와 관련, 중증 및 위험 질환 환자의
치료 결과를 향상시키는데 중점을 둔 혁신 기반 스페셜티 제약 성장 기업이
된다는 자사 비전 실현에 한 걸음 다가서게 됐다고 평가
- 특히 이번 인수로 획득한 아미티자와 레스큘라를 통해 매출과 수익을 증가시킬
뿐 아니라 VTS-270과 CPP-1X+설린닥을 통해 희귀질환 사업을 더욱 강화할
계획임을 피력

[Chemical & Engineering News, 2018.01.08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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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2형 당뇨 칵테일 약, 알츠하이머 치료 효과
영국 랭커스터대 연구팀이 제 2형 당뇨병에 사용되는 호르몬 3가지를
혼합한 새로운 약물(칵테일 약)이 알츠하이머 치료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
나타났다는 쥐 실험 결과를 뇌연구(Brain Research)지에 발표
- 이 칵테일 약은 ‘글루카곤(glucagon)’과 ‘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(GLP-1)’ 및
‘포도당 의존성 인슐린 분비 자극 펩타이드(GIP)’ 호르몬을 혼합한 3중
수용체 작용제(triple receptor agonist)
- 랭커스터대 연구팀이 알츠하이머 유발 변이 유전자를 인위적으로 삽입해
만든 실험쥐에 칵테일 약을 1일 1회 2개월 동안 주사한 결과 알츠하이머와
관련된 다양한 증상들이 호전
- 무엇보다 실험쥐에서는 뇌 신경세포에 축적되는 독성 단백질인 베타 아밀로이드
플라크가 감소
- 이에 따라 뇌의 만성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가 줄어들면서 뇌 신경세포 소실
속도가 둔화된 반면, 뇌 신경세포 기능을 보호하는 성장 인자는 증가
- 랭커스터대 연구팀은 실험쥐가 미로찾기 테스트에서 기억과 학습 능력이
개선되었음이 확인되었다고 밝힌 뒤, 이 같은 결과는 칵테일 약의 알츠하이머
치료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평가
- 당뇨병은 세포가 인슐린을 활용하는 인슐린 감수성이 악화돼 발생하는데,
알츠하이머 환자의 뇌에서도 인슐린 감수성 악화 현상이 관찰
- 인슐린은 혈당을 낮추는 것 이외 뇌신경을 보호하는 성장인자의 기능도
수행하고 있어, 인슐린 감수성이 악화되면 뇌 기능이 퇴화
- 따라서 인슐린 감수성이 악화되는 제 2형 당뇨병은 알츠하이머 위험을
높이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 연구팀의 견해
- 한편 랭커스터대에 앞서 미국 하버드대 연구팀은 제 1형 당뇨병에 걸리도록
만든 쥐에게 ‘알파1 항트립신(alpha1 anti-trypsin)’ 효소 등 4가지 약물
성분을 혼합한 칵테일 약을 투여, 췌장의 인슐린 생산 베타세포 수를
늘리면서 스스로 인슐린을 생산토록 하는 실험에 성공
※ 알파1 항트립신은 염증을 완화시키기 위해 체내에서 자연적으로 생산되는 데, 이 효소가
부족하면 폐와 간 질환 위험이 고조

[Quartz, 2018.01.10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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스탠퍼드 ․ 우스터, 체외수정 최적 정자 선별 장치 개발
미국 스탠퍼드대와 우스터대 공동 연구팀이 불임치료 시
체외수정에 최적의 정자가 사용될 수 있게 정자를 선별하는
미세유체공학 장치를 개발
- 미세유체공학 장치 명칭은 ‘스파르탄(Simple Periodic
Array for Trapping and Isolation : SPARTAN)’
- 스파르탄은 취합된 정자가 유영하면서 통과해야 할 3차원 장애물들과
정자들의 통과 과정을 관찰하는 초소형 영상기기가 부착된 기기로, 장애물을
가장 빠르게 통과하는 정자를 포착
- 또한 가장 빠르게 통과하더라도 머리가 비정상적으로 크거나 목이 휘어
체외수정에 적합하지 않은 기형 정자를 추려내는 작업도 가능
- 의료진은 이 장치 한쪽 끝 부분에 정자들을 주입하고 다른 끝 부분에서
선별된 정자를 받아 즉시 체외수정에 사용하면 되는데 선별에 소요되는
시간은 5~30분 정도
- 스탠퍼드 · 우스터 공동 연구팀은 건강한 DNA가 내재된 가운데 활동성이
좋고 모양도 정상인 정자를 찾아 체외수정에 사용함으로써 임신 성공률을
높이기 위해 이 장치를 개발했다고 소개
- 전통적 정자 선별법은 고속 원심분리기를 이용해 운동성이 빠른 정자만을
골라내는 것으로 그 과정에서 정자가 손상될 수 있지만, 스파르탄은 이 같은
위험 노출에서 탈피
※ 전통적 정자 선별법 중 대표적인 것으로는 성숙한 정자만이 히알루론산에 붙을 수 있는 원리를
이용해 채취한 정자 중 정상적 염색체를 가진 정자를 선별하는 HBA(hyaluronan binding
assay : HBA) 방법

- 아울러 스파르탄은 정자를 냉동 보존해 실험실로 보내는 과정이 필요 없는
것도 장점
- 스탠퍼드 · 우스터 공동 연구팀은 스파르탄 특허 라이선스를 휴대용 바이오
이미징 시스템 개발업체 미국 딕스나우(DxNow)에 이양
- 딕스나우는 스파르탄의 기능을 지금보다 개선하고 FDA 승인을 취득한 뒤 올
8월 쯤 시판에 돌입할 계획

[Scope, 2018.01.08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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NTU, 비만 차단 피부 패치 제작
싱가포르 난양이공대(NTU) 연구팀이 백색지방을 갈색지방으로
전환시켜 비만을 차단하는 피부 패치를 제작
- 인간을 비롯한 포유동물은 잉여 칼로리를 저장하는
백색지방과, 저장된 에너지를 연소시키는 갈색지방 등
두 종류의 지방조직을 보유
※ 갈색지방은 태아와 신생아 때를 제외하면 대부분 사라져 성인에게는 극히 소량만 발견

- NTU 연구팀의 피부 패치에는 머리카락보다 가는 미세침(micro-needle)이
수백 개 박혀있으며, 이 미세침에는 ‘베타-3 아드레날린 수용체 길항제
(beta-3 adrenalgic receptor agonist : B3 ARA)’ 또는 ‘트리요오드티로닌
(triiodothyronine : T3)’이 함유
- B3 ARA는 과민성 방광 치료에 사용되는 약물이고 T3는 갑상선 기능
저하에 사용되는 호르몬으로, B3 ARA와 T3 모두 백색지방을 갈색지방으로
전환시키는 기전을 보유
- 하지만 지방 축적 차단을 위해 B3 ARA와 T3를 경구나 주사 등 통상적
방식대로 투여할 경우 비표적조직(non-targeted tissue)에 약물이 축적되면서
심각한 부작용이 유발될 가능성이 존재
- 그러나 NTU 연구팀의 피부 패치를 2분 동안 누르면 미세침들이 피부 속에
박히면서 약물이 피하 지방조직에만 들어가게 돼 이 같은 문제점에서 탈피
- 이와 관련, 연구팀은 피부 속에 박힌 미세침들은 서서히 분해되면서 그 속에
들어있는 약물이 밖으로 나와 피부 밑에 있는 백색지방으로 침투, 백색지방을
갈색지방으로 전환시킨다고 설명
- 또한 이 패치에 넣은 약물은 경구나 주사 투여에 사용되는 용량보다 훨씬
적고 약물도 서서히 방출된다고 소개
- NTU 연구팀이 쥐를 대상으로 이 패치를 실험한 결과 5일 만에 주변
백색지방 조직이 갈색지방으로 전환되면서 에너지 소비가 증가
- 고지방 먹이를 먹인 쥐들은 4주 동안 체지방이 30% 이상 감소한 가운데
다른 쥐들에 비해 혈중 콜레스테롤과 지방산 수치도 현저히 감소

[International Business Times, 2018.01.03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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앨버타대, "햇빛 노출 시 피하지방 감소"
캐나다 앨버타대 연구팀이 햇빛에 노출되면 피부 진피층 아래 피하지방이
감소한다고 사이언티픽 리포츠(Scientific Reports)지에 발표
- 앨버타대 연구팀은 실험실에서 분화시킨 지방조직에 햇빛 청색광을 조사(照射)한
결과 지질세포 크기가 작아졌고, 지질분해율은 높아졌으며, 렙틴(leptin)과
아디포넥틴(adiponectin)은 분비량이 증가했다고 소개
※ 렙틴은 체내대사 증진과 식욕 억제를 통해 체중을 감소시키는 호르몬이고, 아디포넥틴은 인슐린
저항성을 개선해 비만과 당뇨를 예방하는 호르몬

- 연구팀은 또한 햇빛 청색광이 피부를 통과해 피하지방 세포에까지 도달해
지질 알갱이 크기를 줄이고 세포 밖으로 배출케 하는, 지방조직 내 청색광
민감성 생체신호 경로도 발견
- 연구팀은 햇빛 중 파장이 짧고 눈에 보이지 않는 자외선은 비타민D 합성에
관여하나 피부를 그을리고 안구를 해치기도 하는 반면, 이보다 파장이 길고
눈에 보이는 청색광은 피하지방 조절 기능을 한다고 주장
- 연구팀은 스마트폰 등 청색광을 내는 기기를 잠자리에서 보면 수면장애가 일어날
수 있는 이유는 햇빛 청색광이 뇌의 중추신경을 각성시키기 때문이라고 설명
- 마찬가지로 피하지방 역시 받아들이는 청색광에 따라 대사활동을 조절하는
데, 일반적으로 햇빛에 노출되는 시간이 줄어드는 겨울철에는 지방 연소량이
조절돼 체중이 쉽게 증가하게 된다고 소개
- 아울러 청색광-피하지방 메커니즘이 성장기 때 지방 세포 수를 정하는 데에도
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
- 그러나 체중 감량을 위해 무리하게 햇빛을 쬐는 행위는 권고하지 않는다고
밝혔는데, 이는 피하지방 세포 분해 작용이 일어나려면 어떤 강도로 어느
정도 시간 동안 청색광을 받아들여야 하는 지 아직 검증된 바 없기 때문
- 다만 이번 발견이 피하지방 세포 활동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하면서, 햇빛에
기반한 비만과 당뇨병의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
- 앨버타대 연구팀은 당초 제1형 당뇨병 치료법 개발을 위해, 지방 세포가
햇빛에 반응해 인슐린을 생산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이번
사실을 발견

[ScienceAlert, 2018.01.13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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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장품 방판 에이본, 기능식품 브랜드 '에스피라' 출시
미국의 대표적 화장품 방문판매 업체 에이본이 기능식품 브랜드 '에스피라
(Espira)'를 출시하면서 건강 분야로 사업 영역을 확대
- 에스피라는 각종 오가닉 식품 및 슈퍼푸드 원료로 제조된 남녀 공용 영양
보충제
- 특히 각종 비유전자변형식품(Non-GMO) 원료를 사용, 인공향료 ․ 인공색소 ․
방부제 등 인체 건강에 유해한 물질이 전혀 함유되지 않은 특징을 보유
- 에스피라는 리스토어(Restore), 부스트(Boost), 글로우(Glow) 등 3대 원칙에
기반한 11종의 제품들로 구성
- 이 가운데 리스토어 제품은 L-테아닌(L-theanine), 비타민B, 마그네슘 및 50여
과일과 채소로부터 채취한 항산화 성분들을 함유해 소비자가 스트레스를
해소하면서 양질의 수면을 취할 수 있도록 지원
- 또한 부스트 제품은 단백질, 섬유질, 프로바이오틱, 커피, 녹차 및 카카오
추출물을 주요 성분으로 함유해 대사계 건강 촉진과 면역계 증진 및 공복감
해소 등 효과를 발휘
- 글로우 제품의 경우 각종 항산화 성분들과 비타민C, 콜라겐, 비오틴(biotin),
펩타이드가 들어 있어 모발관리, 피부관리 및 네일케어 등에 유용
- 에이본 측은 양질의 수면과 자양강장, 영양증진을 갈망하는 소비자에게 이들
에스피라 제품이 간편한 솔루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
- 아울러 고도의 혁신성과 탁월한 효능이 있는 새로운 기능식품 라인을 출시할
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에스피라가 헬스 ․ 웰빙 영역으로의 사업
확대에 핵심적 성장엔진이 될 것이라고 강조
- 전문가들은 에스피라가 에이본이 소셜 셀링(social selling)* 업체로의 변신을
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선을 보인 브랜드라는 점에서도 소비자들로부터
관심을 끌어 모을 수 있을 것으로 예측
*

링크드인 ․ 트위터 ․ 페이스북 ․ 핀터레스트 등 소셜 네트워크를 통한 관계 형성을 기반으로
수행되는 세일즈로, 보다 넓은 의미에서는 온라인과 함께 오프라인에서 발생하는 관계 기반
세일즈도 포함

[CosmeticsDesign-USA, 2018.01.11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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얀센 · 레전드 바이오텍, CAR-T 치료제 제휴
미국 존슨앤드존슨(J&J)의 자회사 얀센 바이오텍(Janssen Biotech)과 중국
젠스크립트(GenScript)의

자회사

레전드

바이오텍(Legend

Biotech)이

차세대 면역 항암 CAR-T 치료제 제휴를 체결
- 양 측은 B세포 성숙 항원(B-cell maturation antigen : BCMA)을 표적으로
한

레전드

바이오텍의

차세대

면역

항암

CAR-T

치료제

후보물질

‘LCAR-B38M’ 개발과 상용화를 공동 진행하기로 합의
- 대신 얀센 바이오텍은 레전드에 3억5천만불의 계약금을 지급하고, LCAR-B38M
개발 및 승인과 관련해 양 측이 사전에 설정한 목표가 달성됐을 때 단계별
지급금을 추가 전달하기로 약속
- 또한 양 측은 개발 비용과 수익은 50대 50의 비율로 나누되, 중화권
국가에서는 얀센과 레전드가 30대 70으로 한다는 데 서명
- 이번 제휴로 J&J는 얀센 바이오텍을 통해 미국의 블루버드 바이오, 주노,
국립암연구소(NCI)와 스위스 노바티스 등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CAR-T
치료제 경쟁에 본격 가세
※ 특히 블루버드 바이오는 ‘bb2121’으로 CAR-T 치료제 시장을 선도

- BCMA는 골수종 세포에서 발현되는 단백질이고, CAR-T 치료제는 의료진이
암 환자의 면역 T 세포를 추출해 암세포만 파괴하도록 유전적으로 변형해
다시 주입하는 치료제로 부작용이 적고 치료 효과가 높은 특성을 보유
- 현재 중국 식품의약국감독관리총국(CFDA)은 CAR-T 치료제로는 처음으로
LCAR-B38M 승인 여부를 검토 중이며, 미국에서는 다발성 골수종에 대한
LCAR-B38M 임상시험이 계획 단계에 있는 상황
- 앞서 레전드는 재발/불응성 다발성 골수종 환자 35명을 대상으로 한 임상
1상 시험에서 LCAR-B38M이 100%에 근접한 객관적 반응률을 보였으며,
이 과정에서 이렇다 할 부작용은 관찰되지 않았다고 미국임상종양학회
(ASCO)에서 발표

[Myeloma Research News, 2018.01.03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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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가모, 루게릭병 등 유전자 치료제 개발 추진
미국의 상가모 테라퓨틱스가 화이자와 함께 루게릭병 및 전두 측두엽성
치매에 대한 유전자 치료제 개발을 추진
- 양 측은 C9ORF72 유전자 변이와 관계된 근위축성 측삭경화증(ALS,
루게릭병)과 전두 측두엽 변성증(FTLD, 전두 측두엽성 치매)에 ‘징크 핑거
단백질 전사인자들(ZFP-TFs)’을 이용하는 유전자 치료제를 개발할 예정
- ALS과 FTLD는 6쌍의 DNA 배열이 수없이 반복되는 과정에 관여하는
C9ORF72 유전자에 변이가 발생하면서 나타나는 신경퇴행성 질환
※ ALS 환자에게는 운동 뉴런이, FTLD 환자의 경우에는 뇌의 전두엽과 측두엽 뉴런이 퇴화

- 현재 이들 질환의 진행을 차단하거나 되돌리는 방법은 없는 상황으로,
C9ORF72 유전자 변이의 경우 전체 가족성 근위축성 측삭경화증 환자들
가운데 1/3 정도에서 발현되는 것으로 파악
- 유전자 치료제는 유전적 변이에 의해 유발된 각종 질환의 기저 원인에 직접
대응하기 때문에 획기적 치료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
- 화이자와 상가모는 정상형 대립유전자로부터 변이가 발생한 C9ORF72 유전자를
구분할 수 있는 상가모의 대립유전자 특이성 ZFP-TFs 기술을 이용, C9ORF72
유전자 변이의 발현을 조절하는 연구를 진행할 예정
- 양 측 합의에 따라 상가모는 화이자로부터 1천200만불의 계약금을 받고
ZFP-TFs 후보 치료제들의 개발을 진행
- 화이자는 C9ORF72 유전자 ZFP-TFs 프로그램에서 후속 단계의 R&D와
상용화 과정에서 소요되는 자금을 전담
- 상가모는 발매 성과에 따라 최대 1억5천만불을 추가 지급받고, 일정 금액의
로열티를 단계별로 수령할 수 있는 권리도 확보
- 양 측은 지난해 ‘SB-525’를 포함한 A형 혈우병 유전자 치료제들의 개발 및
발매를 공동으로 진행하기 위한 글로벌 배타적 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,
현재 SB-525는 임상시험에 돌입한 상태
※ SB-525는 단일 투여를 통해 안정적 및 지속적으로 제8 혈액응고인자를 전달할 수 있는 탁월한
효능의 신약이 될 잠재력을 보유한 물질로 평가

[Biotecnika, 2018.01.08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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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전자 요법으로 1형 당뇨병 치료 실험 성공
미국 피츠버그아동병원 연구팀이 유전자 요법으로 1형 당뇨병을 치료하는
쥐실험에 성공했다고 셀스템셀(Cell Stem Cell)지에 발표
- 1형 당뇨병은 면역체계가 인슐린을 만드는 췌장의 베타 세포를 공격,
인슐린이 미량 생산되거나 전혀 생산되지 않아 발생하는 자가면역질환
※ 췌장에는 베타 세포와 알파 세포가 있는데, 베타 세포는 혈당이 과도하게 상승할 경우 인슐린을
방출해 혈당을 떨어뜨리고 알파 세포는 혈당이 과도하게 떨어졌을 때 글루카곤이라는 호르몬을
내보내 혈당을 끌어올리는 기능을 수행

- 이러한 특성은 인슐린 자체 생산이 부족하거나 세포가 인슐린을 활용하는
기능이 악화돼 발생하는 2형 당뇨병과 구별
- 피츠버그아동병원 연구팀의 유전자 요법은 아데노 관련 바이러스(adenoassociated virus : AAV)에 두 가지 단백질 Pdx1과 MafA를 실어 1형
당뇨병 쥐 췌장에 주입하는 내용
- AAV는 유전물질을 전달하는 운반체이며, Pdx1과 MafA는 베타 세포의
성장과 증식 기능을 지원하는 단백질
- 아동병원 연구팀이 이 유전자 요법을 시행하자 1형 당뇨병 쥐의 췌장에서
알파 세포 일부가 베타 세포로 전환, 인슐린을 생성하기 시작하면서
실험쥐의 혈당이 정상 수준으로 회복
- 아동병원 연구팀은 또한 알파 세포에서 전환된 베타 세포와 정상 베타
세포의 유전자 발현 패턴을 비교한 결과 전환 세포가 베타 세포로 완벽하게
재프로그래밍 되었음이 확인
- 연구팀은 알파 세포로부터 전환된 베타 세포가 면역체계의 공격을 받지 않은
것에 대해 원래의 베타 세포와는 특성이 약간 다르기 때문이나 그 차이가
베타 세포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
- 연구팀은 그러나 유전자 치료 효과가 4개월 정도 지속하다 다시 원점으로
돌아간 이유에 대해서는 알파 세포에서 전환된 베타 세포가 베타 세포로
완전히 성숙함에 따라 면역체계가 이를 간파하고 공격했기 때문으로 추정
- 아동병원 연구팀은 현재 진행 중인 영장류 실험을 거쳐 미국 FDA에 이 유
전자 요법을 1형 및 2형 당뇨병 치료법으로 임상시험할 수 있도록 승인을
신청할 예정

[Medical News Today, 2018.01.08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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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레오바이러스', 뇌종양 제거 가능성
염증 유발 방지 단백질 케모카인(chemokine)과 사이토카인(cytokine)을
생성하는 '레오바이러스(reovirus)'를 혈액 속으로 직접 주입해 체내 면역
시스템을 강화시킴으로써 뇌종양을 제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제시
- 영국 리즈대 연구팀은 뇌종양 환자의 이마 혈류 속에 레오바이러스를 직접
주입해 뇌속 깊숙한 곳에 위치한 종양에 도달하게 한 뒤 체내 면역
시스템이 뇌종양을 공격하도록 만드는 데 성공했다고 발표
- 이번 연구는 뇌종양 제거 효과가 있는 바이러스가 혈액 뇌 관문(brain-blood
barrier)을 통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사상 최초로 입증
- 리즈대 연구팀은 체내 다른 부위에서 암이 뇌로 전이됐거나 침습적 뇌종양이
빠르게 자라는 신경아교종(glioma) 환자 9명의 이마 혈류 속으로 정맥
주사를 이용해 단일 용량의 레오바이러스를 주입
※ 레오바이러스는 호흡 기관에 존재하는, 흔하고 무해한 바이러스

- 그 결과 레오바이러스는 뇌 속 깊숙이 있는 종양 표적에 도달한 가운데
스스로 복제되면서 체내 면역 시스템이 종양을 더욱 적극적으로 공격하도록
만들고 있음이 확인
- 레오바이러스는 특히 킬러 T(killer T)라는 백혈구 세포로 하여금 뇌종양을
공격하도록 지시
- 킬러 T 세포는 골수에서 만들어진 면역세포로 체내를 돌아다니면서 병들거나
죽은 세포를 없애는 기능을 수행
- 레오바이러스는 뇌종양에만 영향을 미치고 건강한 세포는 건드리지 않았으며,
레오바이러스 주입 치료를 받은 피험자들은 가벼운 독감 증세 등 경미한
부작용을 경험했을 뿐 심각한 부작용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
- 리즈대 측은 이번 연구가 9명의 피험자들을 대상으로 소규모로 진행됐지만,
대규모 연구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도출되면 레오바이러스가 뇌종양 환자들을
위한 탁월한 효능의 면역 치료제로 개발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평가
- 이번 연구 결과는 과학중개의학(Science Translational Medicine)지에 게재

[Daily Times, 2018.01.07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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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간 대장상피, 게놈편집 기술로 재현
일본 게이오대 연구팀이 인간의 대장상피를 게놈편집 기술을 이용해 장
속에서 재현하는 쥐실험에 성공
- 게이오대 연구팀은 게놈편집 기술을 이용해 녹색형광단백질(GFP)이 삽입된
줄기세포 기반 오가노이드(organoid)를 쥐의 장 속에 이식
- 그 결과 삽입된 오가노이드는 장 속에 무사히 생착했으며, 10개월 이상 제
기능을 발휘함이 관찰
- 게이오대 연구팀은 또한 줄기세포만 발현하는 유전자 ‘LGR5’에 주목,
형광단백질로 LGR5를 표식화한 오가노이드를 쥐의 장 속에 이식
- 이 실험에서는 단 1개의 LGR5 발현 정상 줄기세포가 자손세포를 증식시키면서
대장상피 구조를 6개월 이상에 걸쳐 재구축하는 모습이 확인
- 이들 실험 성공은 궤양성 대장염 등 장질환과 대장암 치료법 개발에 큰 도움이
될 것으로 기대

[QLifePro, 2018.01.09]

치주질환 시 알츠하이머 악화 … 베타 아밀로이드 축적 촉진
일본 국립장수의료연구센터 연구팀이 치주질환에 감염되면 알츠하이머 증상이
악화된다는 실험 결과를 소개
- 알츠하이머는 독성 단백질 베타 아밀로이드가 뇌 속에 축적돼 발생하는
신경질환으로, 국립장수의료연구센터 연구팀은 쥐실험 결과 치주질환이 베타
아밀로이드 축적을 촉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
- 국립장수의료연구센터 연구팀은 알츠하이머병을 발병한 쥐에 치주질환균을
감염시키고 5주 후에 관찰한 결과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에서 베타 아밀로이드
양이 1.4배 정도 증가하면서 인지기능이 저하
- 연구팀은 이들 쥐의 뇌에 치주질환균으로부터 나오는 독소나 면역세포가
세균을 공격하기 위해 발생시키는 단백질인 사이토카인(cytokine)이 증가해
있었음에 주목, 이로 인해 베타 아밀로이드 축적이 가속화되는 것으로 추정
- 이번 실험 결과는 치주질환을 예방 · 치료함으로써 알츠하이머의 발병과 진행을
억제할 가능성이 있는 성과로 주목

[Himawari, 2018.01.10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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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D 프린팅 이용, 맞춤형 세포시트 제작
일본 요코하마국립대 연구팀이 3D 프린팅을 이용, 수술 후 환자 상처나
장기의 형상에 적합한 맞춤형 세포시트를 제작하는 기술을 개발
- 이 기술은 자기공명영상(MRI)으로 촬영된 이미지에 근거, 3D 프린팅으로
환자의 신체에 부합하는 주형을 만든 뒤 세포를 배양하는 내용
- 즉, 환자 신체 내부의 형상을 MRI를 이용해 3차원 이미지로 촬영한 뒤 이
이미지를 바탕으로 3D 프린팅 기법의 일종인 ‘마이크로광조형법’을 적용해
세포 배양 주형을 만들고 그 표면에서 환자 자신의 세포를 배양
- 요코하마국립대 연구팀은 이렇게 제작된 세포시트를 이용하면 수술 후 상처
유착을 막고 회복을 앞당길 수 있다고 설명
- 또한 환자 신체 기관의 거부 반응을 일으키지 않아 정착하기 쉽고 이에 따라
시트의 낭비도 막을 수 있다고 설명
- 세포는 손상된 조직을 치료하는 근본 물질이나 너무 작기 때문에 치료에
사용하기 위해서는 세포를 직접 다룰 수 있도록 평면 상태에서 배양해
적당한 크기의 시트로 만드는 작업이 요구
- 세포시트는 환자 본인의 세포를 배양해 환부에 붙여 세포를 정착시켜 사용
- 그러나 기존의 평평한 세포시트는 주름이 있는 복잡한 구조를 지닌 소장이나
대장 등에 이식하기 어려운 것이 한계
- 요코하마국립대 연구팀은 가로 3mm 세로 4mm의 주형을 만들고, 그
표면에 세포독성 물질이 포함되지 않은 생체적합성 도금 가공을 실시
- 그 뒤 도금 표면에 짧은 단백질을 코팅하고 그 위에 세포를 배양해
세포시트를 제작했으며, 도금층과 단백질의 결합을 차단하자 약 5분 만에
시트가 주형으로부터 분리
※ 기존에는 온도에 민감한 특수 고분자 표면 위에서 세포 덩어리를 5일간 배양한 다음 온도를
20℃ 이하로 낮춰 세포시트가 떨어지게 하는 방식이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이 방법은
세포시트를 얻는 데 1시간 이상이 소요돼 불편

- 요코하마국립대 연구팀이 세포시트를 쥐의 복막강에 이식하고 1주 후 관찰한
결과, 이식한 세포시트가 체내에 정착
- 연구팀은 올해 안으로 이 세포시트에 대해 요코하마시립의대와 공동으로
동물실험을 실시할 계획

[Newswitch, 2018.01.05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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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MU, 수면 패턴 분석 손목 장치 개발
독일

루드비히막시밀리안대(LMU)

연구팀이

사용자의

수면 패턴을 분석할 수 있는 손목 장치를 개발
- 이 장치에는 ‘수면 중 일반운동 비활성도(locomotor
inactivity

during

sleep)’

측정

기능이

내장,

실험실에서의 수면다원검사와 거의 동일한 정확도로 수면 패턴 분석이 가능
- LMU 연구팀이 피험자 574명에게 이 장치를 착용케 한 뒤 취합한 총 2만일
이상의 데이터에 의하면 수면 중 활성도가 가장 낮은 구간은 깊은 수면시간,
활성도가 비교적 높은 구간은 얕은 수면과 렘(REM) 구간임이 확인
- 수면 패턴을 관찰하려면 실험실에서 수면다원검사를 해야 하나 수 주 혹은
수개월 하기는 어려운데 이 손목 장치를 착용하면 평소대로 일상생활을 하면서
장기간에 걸친 수면 패턴 파악이 가능

[Inside Science, 2018.01.03]

체내 약물 효과, AI 시스템으로 예측
일본 국제전기통신기초기술연구소(ATR) 연구팀이 체내에서 약물이 발휘하는
효과를 예측할 수 있는 인공지능(AI) 시스템을 개발
- 일본 과학기술진흥기구(JST)의 지원 아래 개발된 이 AI 시스템은 인간 장기나
기관에 대한 약물의 작용 기전과 아직 알려지지 않은 효능 및 부작용 등에
관한 정보를 제공
- 앞서 ATR 연구팀은 항암제나 고지혈증 약물을 실험쥐에 투여하고, 뇌 · 안구 ·
신장 등 24개의 개별 장기와 기관에 미치는 효과를 취합하면서 특정 부문이
아닌 전신에서의 약물의 효과를 분석
- 하지만 실험쥐와 인간은 약물에 대한 반응이 상이
- 이에 따라 ATR 연구팀은 어떻게 차이가 나는 지를 AI로 실험쥐의 데이터와
대학 · 연구기관이 공개한 환자의 유전자 정보를 비교 분석한 뒤, 인간에
대한 작용을 예측하는 ‘휴머나이즈드 마우스 데이터베이스’를 구축
- 이 AI 시스템을 이용하면 약물의 효과 예측은 물론, 타액에 있는 소량의
유전자 산물을 통한 특정 질환의 조기 발견과 치료도 가능
- ATR 연구팀은 이 AI 시스템을 신약 개발로 실용화하기 위해 벤처 기업
‘카리도 테라퓨틱스(Karydo TherapeutiX)’를 설립

[京都新聞, 2018.01.05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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